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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러스 데이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백남준은 항상 “내 자신의 공학에 
압도당했어요”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내 개성이나 인성보다 수준이 높거나 낮은 
기술을 통해 무언가를 구성할 수 있어요. 회화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윌렘 드 쿠닝은 자신이 내면에 지닌 것보다 깊거나 심오한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학에는 항상 다른 것 또는 타자가 있어요. 타자는 당신이 
아니에요. 나는 타자를 노버트 위너가 인간의 시간과 기계의 시간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작업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의 일은 당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1

백남준을 일컫는 수사는 최초들의 신화, 유희와 풍자의 스펙터클, 다다의 
스타일링과 어린애 같은 부조리다. 말하자면 최초의 비디오 아트, 상호작용적 
예술의 선구자라는 것이다. 나는 백남준의 기술적 상상계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필연적 오류, 우발성, 알 수 없는 타자의 감각을 한데 엮으며 미묘하면서도 아주 
다른 시간의 척도로서 작동한다. 무작위성은 반복과, 엄격한 질서는 발생적 
가능성과 대화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벨 연구소에서의 백남준의 작업을 
살펴 보면서 그가 “귀중한 오류”라고 불렀던 하나의 예인 단편 영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영화는 컴퓨터 시스템의 예측가능성이 아니라 주변기기, 
중앙처리장치와 사용자, 발생적 오류들 간의 피드백 루프 공간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중단과 교란들, 발생적 오류들에 의존한다.

백남준은 1966년 겨울, 컴퓨터가 시각예술에 제공하는 급진적인 잠재력,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예술가가 새로운 방향으로 산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주목이 결여되어 있음을 한탄하는 서신을 썼다. 그는 이 서신의 
사본을 벨 연구소의 맥스 매튜스와 A. 마이클 놀에게 전달하였고, “예술가의 
비정통적 본능에서 파생된 실험”이 “순수과학 및 응용기술 연구에서의 비범한 
결과를 이끌어 낼”2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전자음악의 개척자인 매튜스는 놀이 일했던 벨 연구소 음향행동연구센터의 
책임자였다. 그들은 중고상점과 레스토랑이 가득한 캐널 스트리트에 자리잡은 
백남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고 자신들이 바라본 것에 놀랐다. 틀 없는 텔레비전 
수상기들과 사방으로 흩어진 전선으로 가득 찬 백남준의 스튜디오는 TV 
수리점처럼 보였다. 백남준은 텔레비전 수상기 주위를 움직이면서 만지작거리고 
변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상기들을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백남준은 TV의 
사양을 바꾸고, 자석으로 화면을 왜곡하고,   회로를 개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계를 대하는 수리공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였다.

백남준은 이렇게 조작한 텔레비전의 일부를 1968년 뉴욕 57번가의 갤러리 
보니노에서 전시하였다. 「뉴욕 타임즈」의 리뷰에서 비평가 존 캐너데이는 
백남준의 “십여 가지” 텔레비전 수상기 각각이 “관객이 얼마나 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간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자체 
전자 첨부물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화면은 완전히 추상적인 이미지를 위한 장이 되고, 이 이미지는 움직이면서 

때로는 훌륭하게 조직된 빛의 선으로, 때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흐릿한 
흐름의 형태로 구성되었다”3고 설명하였다.

매튜스와 놀이 봤던 텔레비전 수상기는 과정과 변화의 작품, 그리고 우연과 
오류의 작품이었다. 음극선관과 자석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이미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관객은 매튜스와 놀이 방문했던 그날, 스튜디오에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세트를 조작하도록 권유 받았다. 오류는 상호작용적이었고 인간 
참여자의 변덕에 달려 있었다. 이는 유명한 유희가 되었다. 놀라움과 더불어 인간-
기계의 합성과 상호작용적 제어를 낳았다. 이러한 유희는 기술을 인간화하여 
조잡하고도 이해 가능한 기계로 만들었다. 이는 백남준이 주장했던 “‘예술과 
기술’이 함축하는 실제 문제는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전자 매체를 어떻게 인간화 하는” 것이다.4 그런데 벨 연구소에서 백남준은 
인간화하기에 불가능한 장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7년 매튜스가 백남준을 ‘컴퓨터 그림’ 작업을 위해 벨 연구소의 ‘입주방문 
예술가’로 초청하면서 백남준은 벨 연구소에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제임스 
테니의 강연에서 포트란의 기초를 배웠다. 벨 연구소에서 놀은 백남준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다. 놀은 백남준에게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백남준은 
메인프레임 컴퓨터, 포트란, 스트롬버그-칼슨 4020(S-C 4020)이라고 불린 이상한 
기계로 작업에 착수하였다.

벨 연구소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과학과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들 중 일부의 본거지였다. 트랜지스터, 레이저, 위성, 무선전화, 정보이론을 
포괄하는 돌파구의 목록은 길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었다.5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벨 연구소가 1960년대 현대미술,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교차점 
속에서 1920년대 바우하우스만큼 중요한 결정적 장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주변기기에 불과한 S-C 4020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가 그 
교차점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컴퓨팅을 주도하였다. 
이 거대한 기계는 물체라기보다는 건축물이었다. 대중문화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이미지는 스위치와 깜박이는 불빛의 이미지였고, 이는 무엇보다도 
컴퓨터가 광학 미디어와는 전혀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계산기였음을 강조했다. 
메인프레임 시대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출력은 말 그대로 주변적이었다. 회사들은 
스크린이나 프린터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목적 기기를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S-C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였다.

이 기계는 IBM 7090, 7094, 360 및 GE 600과 같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연결되어 이미지와 이미지 시퀀스를 당시 동시대의 상호작용적 컴퓨터 스크린이 
표시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보존 할 수 있었던 특수 목적 
주변기기였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컴퓨터 그래픽의 대다수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이 획기적인 혼종적 장치는 텔레비전, 영화, 컴퓨터 기술을 

5  이 역사에 대한 생생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n Gertner, The Idea 
Factory: Bell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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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Penguin, 
2012); Peter L. Ber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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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Bell Lab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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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서 인용.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E.P. 
Dutton, 1970),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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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ured TV,” New York 
Times, April 4,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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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catalogue 
(New York: Everson 
Museum of Art, 1974),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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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의 스튜디오를 방문했고 자신들이 바라본 것에 놀랐다. 틀 없는 텔레비전 
수상기들과 사방으로 흩어진 전선으로 가득 찬 백남준의 스튜디오는 TV 
수리점처럼 보였다. 백남준은 텔레비전 수상기 주위를 움직이면서 만지작거리고 
변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수상기들을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백남준은 TV의 
사양을 바꾸고, 자석으로 화면을 왜곡하고,   회로를 개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계를 대하는 수리공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였다.

백남준은 이렇게 조작한 텔레비전의 일부를 1968년 뉴욕 57번가의 갤러리 
보니노에서 전시하였다. 「뉴욕 타임즈」의 리뷰에서 비평가 존 캐너데이는 
백남준의 “십여 가지” 텔레비전 수상기 각각이 “관객이 얼마나 안 좋은 반응을 
보였던 간에,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자체 
전자 첨부물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대부분의 
경우 화면은 완전히 추상적인 이미지를 위한 장이 되고, 이 이미지는 움직이면서 

때로는 훌륭하게 조직된 빛의 선으로, 때로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흐릿한 
흐름의 형태로 구성되었다”3고 설명하였다.

매튜스와 놀이 봤던 텔레비전 수상기는 과정과 변화의 작품, 그리고 우연과 
오류의 작품이었다. 음극선관과 자석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이미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관객은 매튜스와 놀이 방문했던 그날, 스튜디오에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세트를 조작하도록 권유 받았다. 오류는 상호작용적이었고 인간 
참여자의 변덕에 달려 있었다. 이는 유명한 유희가 되었다. 놀라움과 더불어 인간-
기계의 합성과 상호작용적 제어를 낳았다. 이러한 유희는 기술을 인간화하여 
조잡하고도 이해 가능한 기계로 만들었다. 이는 백남준이 주장했던 “‘예술과 
기술’이 함축하는 실제 문제는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전자 매체를 어떻게 인간화 하는” 것이다.4 그런데 벨 연구소에서 백남준은 
인간화하기에 불가능한 장치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7년 매튜스가 백남준을 ‘컴퓨터 그림’ 작업을 위해 벨 연구소의 ‘입주방문 
예술가’로 초청하면서 백남준은 벨 연구소에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제임스 
테니의 강연에서 포트란의 기초를 배웠다. 벨 연구소에서 놀은 백남준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다. 놀은 백남준에게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백남준은 
메인프레임 컴퓨터, 포트란, 스트롬버그-칼슨 4020(S-C 4020)이라고 불린 이상한 
기계로 작업에 착수하였다.

벨 연구소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과학과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들 중 일부의 본거지였다. 트랜지스터, 레이저, 위성, 무선전화, 정보이론을 
포괄하는 돌파구의 목록은 길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었다.5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벨 연구소가 1960년대 현대미술,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교차점 
속에서 1920년대 바우하우스만큼 중요한 결정적 장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주변기기에 불과한 S-C 4020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가 그 
교차점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컴퓨팅을 주도하였다. 
이 거대한 기계는 물체라기보다는 건축물이었다. 대중문화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이미지는 스위치와 깜박이는 불빛의 이미지였고, 이는 무엇보다도 
컴퓨터가 광학 미디어와는 전혀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계산기였음을 강조했다. 
메인프레임 시대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출력은 말 그대로 주변적이었다. 회사들은 
스크린이나 프린터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목적 기기를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S-C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였다.

이 기계는 IBM 7090, 7094, 360 및 GE 600과 같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연결되어 이미지와 이미지 시퀀스를 당시 동시대의 상호작용적 컴퓨터 스크린이 
표시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보존 할 수 있었던 특수 목적 
주변기기였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에 컴퓨터 그래픽의 대다수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이 획기적인 혼종적 장치는 텔레비전, 영화, 컴퓨터 기술을 

5  이 역사에 대한 생생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n Gertner, The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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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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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에서 인용. Gene 
Youngblood, Expanded 
Cinema (New York: E.P. 
Dutton, 1970), 308

3  John Canaday, “Art: 
Serene Squares and 
Tortured TV,” New York 
Times, April 4, 1968.

2  다음에서 인용.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 
exhibition catalogue 
(New York: Everson 
Museum of Art, 1974), 
n.p.

1  Douglas Davis, “Nam 
June Paik: The Cathode-
Ray Canvas,” in Art 
and the Future: A 
History/Prophecy of the 
Collaboration between 
Science, Technology and 
Art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152.



NJP READER #692 93귀중한 오류: 벨 연구소에서의 백남준

결합한 작은 방 크기의 금속 상자였다. 여기에는 명령을 수용하기 위한 테이프 
드라이브, 제어 버퍼, 영화 카메라와 사진 카메라가 있는 빛을 차단한 칸 안에 
봉인된 캐릭트론 스크린, 그리고 사진 및 영화 이미지의 현상 장비가 있었다. 
캐릭트론 스크린은 독특한 작은 짐승이었다. 이 스크린은 영문 숫자 문자들의 
마스크를 통해 전자를 굴절시키는 모양의 빔 튜브로, 초당 10,000자의 디스플레이 
비율이라는 매우 높은 해상도로 그 문자들을 전송하였다.

S-C 4020은 제한된 범위의 명령만을 이해했지만, 이 좁은 범위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다. 스탠 반더버크가 1970년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트 인 아메리카」지에서 묘사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특별한 
언어로 작성되어 펀치카드에 기록되었다. 펀치된 카드는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공급된다. 컴퓨터는 카드의 명령을 표로 작성하고 받아들여 영화에서 암시된 
각각의 그림에 대한 명시적인 세부사항을 계산하고 결과를 테이프에 기록한다.”6 
이후 테이프는 S-C 4020에서 재생되었다. 봉인된 상자에서 각각의 순차화된 
프레임은 카메라가 제어된 증가량으로 앞으로 클릭할 때 차례로 스크린을 밝게 
비추었다. 캐릭트론 스크린상의 문자와 숫자의 프로그램 된 변주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반더비크는 이에 관여된 노력과 수많은 시간, 그리고 실수의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많은 시행착오 이후에 – 그 동안 컴퓨터는 당신이 명령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린다 – 당신은 흑백 영화 한 편을 얻게 된다.”7

스트롬버그 칼슨사는 S-C 4020이 표 형식의 데이터, 그래프 제도와 
디자인 도면, 격자 영사 및 축과 벡터 드로잉의 손쉬운 제작은 물론 자동적 형태 
영사와 마이크로필름상의 영구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진 영블러드가 지적하듯 이 기기는 곧 “컴퓨터 영화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출력 시스템”8이 되었다. 영블러드도 언급했듯이 많은 컴퓨터 영화들은 
예술가 또는 영화감독이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 “과학자, 엔지니어, 교육자가 
복잡한 분석적·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및 신속한 동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화들을 제작하였다.”9 영블러드는 이 영화들이 “미학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해 보인다. 이 영화들은 근본적으로 
미학, 적어도 미학의 초기 개념으로 동기화되었다. 이 개념은 감각적 지각의 
조직화, 즉 우리가 보는 방식 및 아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컴퓨터 영화들은 
수용된 시각적 지식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변형시키고 있었다. 이 이상한 기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종류의 물체와 과정을 갑작스럽게 가시화하였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시각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E. E. 재작은 지구를 선회하는 
통신위성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한 최초의 컴퓨터 영화를 제작하였다. 벨라 
줄즈와 놀은 1838년 이후로 답을 찾지 못했던 보기(seeing)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작위 노이즈로 이루어진 입체도를 창조하는 루틴을 작성함으로써 인간의 
시각에서 심도 지각에 대한 이해를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다. 케네스 놀턴은 
사진 스캔을 위한 혁신적인 기법을 개발하여 뉴욕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업을 

창조하였다. 반더비크와 릴리안 슈워츠는 포트란 기반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컴퓨터 예술의 중요한 초기 작품으로 간주되는 실험적 사이버네틱 
영화를 제작했다.

백남준은 벨 연구소에서 작품 몇 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혼란스러운 
비›(1967)와 ‹에튀드 1›(1967)은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의 특이한 용도, 즉 
하드카피 인쇄물을 만드는 능력을 활용한 것이다. 이 장치에는 열처리된 젤라틴 
은박지에 출력할 수 있는 거울분할 광선 시스템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비›는 
얇게 자른 종이 위에 ‘CONFUSE’를 이루는 문자들이 흘러내리는 작품이다. 
이는 우연과 무작위성에 대한 실험으로 초현실주의자의 작품을 떠오르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미소니언미술관에서 최근 재발견된 ‹에튀드 1›은 엄격한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각각이 알파벳의 개별 문자, 즉 “하나님. 개. 
애정. 증오”로 이루어진 동심원들의 프린트다. 각각의 문자는 원을 그린다. 이 
인쇄물에는 1967년 10월 24일자로 출력된 또 다른 인쇄물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사용된 포트란어 인쇄물이다. 단일한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S-C 4020의 순차적인 노출 특성으로 인해 영화의 제작 
또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무관하게 이들 작품은 S-C 4020의 핵심 기능, 즉 
캐릭트론 화면으로 전달되는 윤곽이 뚜렷한 문자들을 이용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벨 연구소에서의 백남준의 작업에서 나온 현존하는 영화 한편은 이 기능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신 이 영화에는 반복적인 기계적 무작위성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능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백남준은 컴퓨터화가 예술가에게 제공한 결정적인 요소인 무작위성과 반복성을 
직시하였다. 그리고 그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계의 잠재력에 매료되었다. 그 
오류는 부분적으로는 기계의 자율성에 기인하는데, 백남준은 자율성이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별도의 기술적 시간 속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벨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는 “내가 엔지니어에게 명령을 내리고 모든 실험(즉 시행착오의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거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귀중한 오류들 모두를 잃을 
것이다. 나는 단지 원하는 것만을 얻을 뿐이고 모든 실망과 놀라움을 놓치게 될 
것이다. 부산물이 종종 처음 구상된 목표보다 더 가치 있음을 나는 발견하였다.”10

백남준의 다른 작업과 비교할 때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1966-

1967)이라는 영화는 단조(短調)로 전개된다.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이라는 
제목은 이 작품을 잠정적인 것, 즉 검증하거나 반박하는 절차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정확하고 반복 가능하며 제어된 테스트인 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암시적이기보다는 설명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루프의 미래상을 
환기시킨다. 차이를 지닌 반복을 허용하는 하나의 결과인 셈이다. 제목은 앞으로 
더 많은 실험이 있을 것을 시사하지만 영화는 단수형이다. 예술가들이 S-C 

4020으로 제작한 많은 영화들이 과잉과 과부하인 반면 – 반더비크와 슈워츠의 
영화들을 떠올릴 수 있다 – 백남준의 영화는 절제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이는 

10  다음에서 인용. Johnathan 
Price, Video Visions: A 
Medium Discovers Itself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2), 134.

9  Ibid.

8  Youngblood, Expanded 
Cinema, 196.

7  Ibid., 91.

6  Stan VanDerBeek, “New 
Talent – the Computer,” 
Art in America 58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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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작은 방 크기의 금속 상자였다. 여기에는 명령을 수용하기 위한 테이프 
드라이브, 제어 버퍼, 영화 카메라와 사진 카메라가 있는 빛을 차단한 칸 안에 
봉인된 캐릭트론 스크린, 그리고 사진 및 영화 이미지의 현상 장비가 있었다. 
캐릭트론 스크린은 독특한 작은 짐승이었다. 이 스크린은 영문 숫자 문자들의 
마스크를 통해 전자를 굴절시키는 모양의 빔 튜브로, 초당 10,000자의 디스플레이 
비율이라는 매우 높은 해상도로 그 문자들을 전송하였다.

S-C 4020은 제한된 범위의 명령만을 이해했지만, 이 좁은 범위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었다. 스탠 반더버크가 1970년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트 인 아메리카」지에서 묘사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특별한 
언어로 작성되어 펀치카드에 기록되었다. 펀치된 카드는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공급된다. 컴퓨터는 카드의 명령을 표로 작성하고 받아들여 영화에서 암시된 
각각의 그림에 대한 명시적인 세부사항을 계산하고 결과를 테이프에 기록한다.”6 
이후 테이프는 S-C 4020에서 재생되었다. 봉인된 상자에서 각각의 순차화된 
프레임은 카메라가 제어된 증가량으로 앞으로 클릭할 때 차례로 스크린을 밝게 
비추었다. 캐릭트론 스크린상의 문자와 숫자의 프로그램 된 변주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반더비크는 이에 관여된 노력과 수많은 시간, 그리고 실수의 가능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많은 시행착오 이후에 – 그 동안 컴퓨터는 당신이 명령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린다 – 당신은 흑백 영화 한 편을 얻게 된다.”7

스트롬버그 칼슨사는 S-C 4020이 표 형식의 데이터, 그래프 제도와 
디자인 도면, 격자 영사 및 축과 벡터 드로잉의 손쉬운 제작은 물론 자동적 형태 
영사와 마이크로필름상의 영구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진 영블러드가 지적하듯 이 기기는 곧 “컴퓨터 영화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출력 시스템”8이 되었다. 영블러드도 언급했듯이 많은 컴퓨터 영화들은 
예술가 또는 영화감독이 제작한 것이 아니었다. “과학자, 엔지니어, 교육자가 
복잡한 분석적·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및 신속한 동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화들을 제작하였다.”9 영블러드는 이 영화들이 “미학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해 보인다. 이 영화들은 근본적으로 
미학, 적어도 미학의 초기 개념으로 동기화되었다. 이 개념은 감각적 지각의 
조직화, 즉 우리가 보는 방식 및 아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컴퓨터 영화들은 
수용된 시각적 지식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변형시키고 있었다. 이 이상한 기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종류의 물체와 과정을 갑작스럽게 가시화하였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시각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E. E. 재작은 지구를 선회하는 
통신위성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한 최초의 컴퓨터 영화를 제작하였다. 벨라 
줄즈와 놀은 1838년 이후로 답을 찾지 못했던 보기(seeing)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작위 노이즈로 이루어진 입체도를 창조하는 루틴을 작성함으로써 인간의 
시각에서 심도 지각에 대한 이해를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다. 케네스 놀턴은 
사진 스캔을 위한 혁신적인 기법을 개발하여 뉴욕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업을 

창조하였다. 반더비크와 릴리안 슈워츠는 포트란 기반의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컴퓨터 예술의 중요한 초기 작품으로 간주되는 실험적 사이버네틱 
영화를 제작했다.

백남준은 벨 연구소에서 작품 몇 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혼란스러운 
비›(1967)와 ‹에튀드 1›(1967)은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의 특이한 용도, 즉 
하드카피 인쇄물을 만드는 능력을 활용한 것이다. 이 장치에는 열처리된 젤라틴 
은박지에 출력할 수 있는 거울분할 광선 시스템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비›는 
얇게 자른 종이 위에 ‘CONFUSE’를 이루는 문자들이 흘러내리는 작품이다. 
이는 우연과 무작위성에 대한 실험으로 초현실주의자의 작품을 떠오르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미소니언미술관에서 최근 재발견된 ‹에튀드 1›은 엄격한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각각이 알파벳의 개별 문자, 즉 “하나님. 개. 
애정. 증오”로 이루어진 동심원들의 프린트다. 각각의 문자는 원을 그린다. 이 
인쇄물에는 1967년 10월 24일자로 출력된 또 다른 인쇄물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사용된 포트란어 인쇄물이다. 단일한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S-C 4020의 순차적인 노출 특성으로 인해 영화의 제작 
또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무관하게 이들 작품은 S-C 4020의 핵심 기능, 즉 
캐릭트론 화면으로 전달되는 윤곽이 뚜렷한 문자들을 이용한다. 주목할 만하게도, 
벨 연구소에서의 백남준의 작업에서 나온 현존하는 영화 한편은 이 기능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신 이 영화에는 반복적인 기계적 무작위성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능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백남준은 컴퓨터화가 예술가에게 제공한 결정적인 요소인 무작위성과 반복성을 
직시하였다. 그리고 그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계의 잠재력에 매료되었다. 그 
오류는 부분적으로는 기계의 자율성에 기인하는데, 백남준은 자율성이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별도의 기술적 시간 속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벨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백남준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프로그래밍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그는 “내가 엔지니어에게 명령을 내리고 모든 실험(즉 시행착오의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거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귀중한 오류들 모두를 잃을 
것이다. 나는 단지 원하는 것만을 얻을 뿐이고 모든 실망과 놀라움을 놓치게 될 
것이다. 부산물이 종종 처음 구상된 목표보다 더 가치 있음을 나는 발견하였다.”10

백남준의 다른 작업과 비교할 때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1966-

1967)이라는 영화는 단조(短調)로 전개된다.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이라는 
제목은 이 작품을 잠정적인 것, 즉 검증하거나 반박하는 절차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정확하고 반복 가능하며 제어된 테스트인 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암시적이기보다는 설명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 루프의 미래상을 
환기시킨다. 차이를 지닌 반복을 허용하는 하나의 결과인 셈이다. 제목은 앞으로 
더 많은 실험이 있을 것을 시사하지만 영화는 단수형이다. 예술가들이 S-C 

4020으로 제작한 많은 영화들이 과잉과 과부하인 반면 – 반더비크와 슈워츠의 
영화들을 떠올릴 수 있다 – 백남준의 영화는 절제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이는 

10  다음에서 인용. Johnathan 
Price, Video Visions: A 
Medium Discovers Itself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2), 134.

9  Ibid.

8  Youngblood, Expanded 
Cinema, 196.

7  Ibid.,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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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 the Computer,” 
Art in America 58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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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줄즈, 에드워드 자젝의 중립적인 미학에 가까운데 줄즈와 자젝은 실험영화나 
예술보다는 과학계의 후원 하에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의 도입부에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점이 있을 뿐이다. 14초 
만에 그래픽 플래시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는 거꾸로 뒤집힌 ‘헤드(HEAD)’라는 
단어이다. 이 그래픽은 S-C 4020에 의해 인쇄되는 필름 스트립의 시작을 
나타냈고, 백남준이 장치로 필름 스트립을 제작한 후 14초가 되는 지점에서 
필름 스트립을 편집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는 백남준이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한 요소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들은 기계적 무작위성의 산출을 
의도했다 – 못지 않게 컴퓨터 장치의 오류와 인공물에 투자를 했음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 “귀중한 오류”의 층들이 있는데 이 층들은 의도적이면서도 인공적이다.

놀은 이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영화를 창조한 포트란 프로그램은 매우 짧았을 것이다. 서브루틴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난수(亂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수(定數)가 더해지고 그 결과는 그려진 점의 X좌표와 Y좌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두 개의 DO 반복명령 내에서 
반복되었을 것이며 각 프레임은 스트롬버그-칼슨 S-C 4020 
마이크로필름 제도기로 이동되어 그 영화를 창조했을 것이다.11

백남준은 제한된 프로그램을 갖춘 기계가 어떻게 매개변수 내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매료된 듯 하다. 그러나 그는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를 
벗어나는 요소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HEAD’ 그래픽이 영화 시작 1분 7초 
만에 다시 깜박인 다음 곧 화면이 흰색으로 빛나고, 3초 동안 섬광이 지속된다. 
시간적으로 짧은 플리커(flicker)가 있지만 영화의 내적 일관성을 놀랍도록 
위반한다. 흰색 후에는 정적인 듯한 짧은 플레어(flare)가 있다. 이는 줄즈의 
무작위적 점 다이어그램과 입체도를 환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픽이다. 
그러나 근접해서 보면 그래픽은 흐릿해진다. 그래픽에는 픽셀과 블록의 선명도가 
없으며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화면을 감싼다. 말하자면 울퉁불퉁한 테두리로, 
이것이 상단 전체에 걸친 찢어진 종이 조각임을 암시한다. 깜박거리는 막간 이후 
화면은 24초 내내, 즉 필름의 거의 9분의 1가량이 암전된 채로 남는다. 이후 작은 
점이 다시 나타나서 대각선, 좌우 및 오른쪽을 따라 무작위로 움직인다. 점들은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된 제약 조건이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4분 15초에 줄무늬 플리커가 있고 ‘HEAD’ 그래픽이 다시 깜박인다. 대각선은 
처음 3 분여 동안 거의 직선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이동한다. 이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된 특정한 
제약 조건을 가리킨다. 백남준이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놀의 언급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는 이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의 작품들이 직선을 제도했던 것이 효과적인 만큼 백남준의 

‹혼란스런 비›와 ‹에튀드 1›이 문자를 사용했던 것 또한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S-C 4020과 캐릭트론 스크린이 잘 그릴 수 있는 것, 즉 직선과 영문 알파벳 글자, 
그리고 숫자들이었다. 백남준의 영화 대부분은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단순한 점일 
뿐이다. 이 영화는 관객이 현전이 아니라 부재에 대해 생각하도록 움직인다.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다이어그램, 절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윤곽을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한 점 한 점씩 연결 지어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성좌를 그린다. 기본적으로 이는 마이크로필름 제도기가 영화를 만들었던 
방식, 즉 한 점 한 점씩 선을 그려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셔터를 
제어했기 때문에 선은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셔터가 선과 그림, 그리고 전체 
프레임이 노출될 때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남준의 영화는 각 점이 
나타난 후 셔터를 닫는다. 우리는 기계가 일종의 실시간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활동이 조금 흐려지며 숫자와 글자들의 깜박거리는 
선이 화면 가운데 나타난다. 천천히 움직이는 점의 명상적인 정적 후에, 숫자와 
문자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빠르게 깜박인다. 정적과 빠른 깜박임의 대비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며 아드레날린을 자극한다. 놀은 이 영화에 대해 “마지막에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는 컴퓨터에서 나온 일종의 데이터 덤프일 가능성이 높으며 
백남준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텍스트”12라고 밝혔다.

놀은 이를 오류로 평가하는데 어떤 수준에서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백남준은 이 영화를 분명히 편집했으며, 이 “데이터 덤프”를 선택하였다. 
이는 캐릭트론 스크린이 만들도록 의도된 직선, 숫자, 문자 및 상징의 멋진 
블러(blur)이다. 셔터는 열린 채로 있고 정보는 빨리 나타난다. “데이터 
덤프”는 백남준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활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장치의 
지원성(affordances) 모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성은 영화의 끝부분에 남아 
있다. 이는 오류, 그러나 기계적 오류로 기입되는 잊을 수 없는 시퀀스로서, 기계의 
섬광이 인간이 읽거나 동화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비의도적인 그 무엇을 하게 
된다. 이는 또한 백남준이 노버트 위너를 끌어들여 “기계적 시간”이라 불렀던 
것이다. 백남준에 의하면 위너는 “기계적 시간과 인간적 시간의 섬세하지만 
끔찍한 차이”에 부합하는 “전자 시대의 기술적 내부,” 즉 “미시 형태(micro-

form)”13의 탁월한 이론가였다.
위너는 「자동화의 몇몇 도덕적이고 기술적인 결과들」에서 “기계가 설계자의 

한계 일부를 초월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14고 주장하였다. 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윌리엄 
깁슨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설명들로 향하는 것이다. ““거리는 사물들을 위한 
스스로의 용도를 발견한다.” 당신은 도시 마약 거래의 지리를 영원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화 무선호출기를 발명한다.”15 이는 인간 사용자를 
중심을 둔 하나의 관점이다. 그러나 위너는 이 논문에서 보다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한다. 이는 기술의 예기치 않은 용법을 떠올리는 인간 사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계가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고와 오류의 

15  Matt Rosoff, “William 
Gibson talks about ‘The 
Peripheral,’ the power 
of Twitter, and his next 
book set in today’s 
Silicon Valley,” Business 
Insider, August 13, 2016, 
online at http://www. 
businessinsider.com/
william-gibson-the-
peripheral-interview-
business-insider-2016-8 
(2016년 8월 15일 접근).

14  Norbert Wiener, “Some 
Moral and Technical 
Consequences of 
Automation,” Science, 
New Series, vol. 131, 
no. 3410 (May 6, 1960), 
1355.

13  Nam June Paik, “Norbert 
Wiener and Marshall 
McLuhan,” in Nam June 
Paik, Videa ‘n Videology, 
n. p.

12  Ibid.11  A. Michael Noll, 
“Flashback: The Story 
behind Nam June Paik’s 
‘Digital Experiment’ 
at Bell Labs,” October 
30, 2014, online at 
http://asiasociety.org/
blog/asia/flashback-
story-behind-nam-june-
paiks-digital-experiment-
bell-labs (2016년 8월 15일 
접근).



NJP READER #694 95귀중한 오류: 벨 연구소에서의 백남준

놀, 줄즈, 에드워드 자젝의 중립적인 미학에 가까운데 줄즈와 자젝은 실험영화나 
예술보다는 과학계의 후원 하에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의 도입부에는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점이 있을 뿐이다. 14초 
만에 그래픽 플래시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는 거꾸로 뒤집힌 ‘헤드(HEAD)’라는 
단어이다. 이 그래픽은 S-C 4020에 의해 인쇄되는 필름 스트립의 시작을 
나타냈고, 백남준이 장치로 필름 스트립을 제작한 후 14초가 되는 지점에서 
필름 스트립을 편집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또한 이는 백남준이 정교하게 
프로그래밍한 요소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소들은 기계적 무작위성의 산출을 
의도했다 – 못지 않게 컴퓨터 장치의 오류와 인공물에 투자를 했음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 “귀중한 오류”의 층들이 있는데 이 층들은 의도적이면서도 인공적이다.

놀은 이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영화를 창조한 포트란 프로그램은 매우 짧았을 것이다. 서브루틴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난수(亂數)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수(定數)가 더해지고 그 결과는 그려진 점의 X좌표와 Y좌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두 개의 DO 반복명령 내에서 
반복되었을 것이며 각 프레임은 스트롬버그-칼슨 S-C 4020 
마이크로필름 제도기로 이동되어 그 영화를 창조했을 것이다.11

백남준은 제한된 프로그램을 갖춘 기계가 어떻게 매개변수 내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에 매료된 듯 하다. 그러나 그는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를 
벗어나는 요소를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HEAD’ 그래픽이 영화 시작 1분 7초 
만에 다시 깜박인 다음 곧 화면이 흰색으로 빛나고, 3초 동안 섬광이 지속된다. 
시간적으로 짧은 플리커(flicker)가 있지만 영화의 내적 일관성을 놀랍도록 
위반한다. 흰색 후에는 정적인 듯한 짧은 플레어(flare)가 있다. 이는 줄즈의 
무작위적 점 다이어그램과 입체도를 환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픽이다. 
그러나 근접해서 보면 그래픽은 흐릿해진다. 그래픽에는 픽셀과 블록의 선명도가 
없으며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화면을 감싼다. 말하자면 울퉁불퉁한 테두리로, 
이것이 상단 전체에 걸친 찢어진 종이 조각임을 암시한다. 깜박거리는 막간 이후 
화면은 24초 내내, 즉 필름의 거의 9분의 1가량이 암전된 채로 남는다. 이후 작은 
점이 다시 나타나서 대각선, 좌우 및 오른쪽을 따라 무작위로 움직인다. 점들은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된 제약 조건이다.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4분 15초에 줄무늬 플리커가 있고 ‘HEAD’ 그래픽이 다시 깜박인다. 대각선은 
처음 3 분여 동안 거의 직선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이동한다. 이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된 특정한 
제약 조건을 가리킨다. 백남준이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놀의 언급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는 이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의 작품들이 직선을 제도했던 것이 효과적인 만큼 백남준의 

‹혼란스런 비›와 ‹에튀드 1›이 문자를 사용했던 것 또한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S-C 4020과 캐릭트론 스크린이 잘 그릴 수 있는 것, 즉 직선과 영문 알파벳 글자, 
그리고 숫자들이었다. 백남준의 영화 대부분은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단순한 점일 
뿐이다. 이 영화는 관객이 현전이 아니라 부재에 대해 생각하도록 움직인다.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다이어그램, 절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윤곽을 그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한 점 한 점씩 연결 지어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성좌를 그린다. 기본적으로 이는 마이크로필름 제도기가 영화를 만들었던 
방식, 즉 한 점 한 점씩 선을 그려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컴퓨터가 셔터를 
제어했기 때문에 선은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셔터가 선과 그림, 그리고 전체 
프레임이 노출될 때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남준의 영화는 각 점이 
나타난 후 셔터를 닫는다. 우리는 기계가 일종의 실시간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활동이 조금 흐려지며 숫자와 글자들의 깜박거리는 
선이 화면 가운데 나타난다. 천천히 움직이는 점의 명상적인 정적 후에, 숫자와 
문자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빠르게 깜박인다. 정적과 빠른 깜박임의 대비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며 아드레날린을 자극한다. 놀은 이 영화에 대해 “마지막에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는 컴퓨터에서 나온 일종의 데이터 덤프일 가능성이 높으며 
백남준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텍스트”12라고 밝혔다.

놀은 이를 오류로 평가하는데 어떤 수준에서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백남준은 이 영화를 분명히 편집했으며, 이 “데이터 덤프”를 선택하였다. 
이는 캐릭트론 스크린이 만들도록 의도된 직선, 숫자, 문자 및 상징의 멋진 
블러(blur)이다. 셔터는 열린 채로 있고 정보는 빨리 나타난다. “데이터 
덤프”는 백남준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활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장치의 
지원성(affordances) 모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성은 영화의 끝부분에 남아 
있다. 이는 오류, 그러나 기계적 오류로 기입되는 잊을 수 없는 시퀀스로서, 기계의 
섬광이 인간이 읽거나 동화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비의도적인 그 무엇을 하게 
된다. 이는 또한 백남준이 노버트 위너를 끌어들여 “기계적 시간”이라 불렀던 
것이다. 백남준에 의하면 위너는 “기계적 시간과 인간적 시간의 섬세하지만 
끔찍한 차이”에 부합하는 “전자 시대의 기술적 내부,” 즉 “미시 형태(micro-

form)”13의 탁월한 이론가였다.
위너는 「자동화의 몇몇 도덕적이고 기술적인 결과들」에서 “기계가 설계자의 

한계 일부를 초월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14고 주장하였다. 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윌리엄 
깁슨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설명들로 향하는 것이다. ““거리는 사물들을 위한 
스스로의 용도를 발견한다.” 당신은 도시 마약 거래의 지리를 영원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전화 무선호출기를 발명한다.”15 이는 인간 사용자를 
중심을 둔 하나의 관점이다. 그러나 위너는 이 논문에서 보다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한다. 이는 기술의 예기치 않은 용법을 떠올리는 인간 사용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기계가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고와 오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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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예측에 실패한 선의의 사용자에 관한 것이다. 위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인간과 기계가 두 가지의 다른 시간적 규모로 
작동하여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며, 이 둘이 심각한 문제 없이는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난과 같은 결과의 위험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16

미디어의 물질성, 즉 뉴 미디어에 대한 ‘신유물론’은 중요한 제스처다.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S-C 4020을 프로그래밍하는 물질적 과정을 검토하는 일은 
기계는 물론 기계가 놓여있는 복잡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생태계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이는 존 더램 피터스가 “커다란 지렛대가 흔들리는 
작은 지주”17라고 표현했듯이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또한 
어떻게 그렇지 않은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백남준의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은 유물론에 반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인다. 셔터 게이트는 깜빡이는 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점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글자 뒤에 놓인다. 단순히 표식을 
뜻했던 ‘HEAD’ 그래픽은 사라지지 않는다. 놀이 말하는 대로 “메모리 덤프”는 
영화 끝부분에 그대로 남는데 이는 숫자 기계로서의 컴퓨터를 고수한 것이다. 
컴퓨터라는 도구는 음향과 이미지가 아니라 점, 숫자, 문자, 상징으로 표현된 
정보의 도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영화가 물질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영화를 관람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즉 이 영화를 
컴퓨팅한 전자들의 층위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전자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생성하지만 비가시적인 채로 남아 있다. 백남준은 기계의 무작위성과 오류를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기계가 인간의 통제 밖에서 다른 시간적 규모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 기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킨다. 점들은 단지 시간 내의 구두점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패턴과 의미를 간절히 바란다. 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고 진동하는 그 무엇을 표명하는 듯하다. 우리가 점들을 마음 속에 남겨둘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간적 규모가 다르기만 하다면, 우리가 작은 블러인 잔상을 
예시할 수 있다면 말이다.

컴퓨터가 보다 명확하고 상호작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논리에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관례들을 숙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벨 연구소에서의 
디지털 실험›은 기계 자체의 능동적 능력을 지닌 채 인간을 불편하게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는 그 무엇으로 기계를 바라보게 한다. 백남준에게 컴퓨터는 기계는 
모호하고 제멋대로이고 다루기 힘든 기계이다. 백남준은 직접적인 제어 밖에서 
다른 시각 적 규모로 컴퓨터를 작동할 때 이 기계를 가장 흥미롭게 느낀다. 
컴퓨터화라는 상징적 작동은 물질적으로 작동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인 
감각 규모로 작동한다.

우리가 백남준의 영화에서 발견하는 것은 침묵, 공간, 어둠이다. 백남준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의 장치를 가리킨다. 그 장치의 조작은 근본적으로 
비가시적이다.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게 된다. 그것은 귀중한 오류,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다.

자벳 패터슨은 뉴욕 스토니브룩대학교 미술사&비평 프로그램 부교수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현대미술과 컴퓨터 미디어의 

교차를 전공한다. 패터슨의 저서 『주변적 시각: 벨 연구소, S-C 4040, 컴퓨터 예술의 기원들』(MIT 출판부, 2015)은 

미국영화미디어학회에서 수여하는 앤 프리드버그 혁신적 연구상을 수상했다. 패터슨의 논문은 『그레이 룸』, 『애니메이션: 

학제간 저널』, 『미디어-N』 등의 저널들과 여러 모음집들에 수록되었다. 현재 준비 중인 두 번째 저서 『스스로 변신해라: 유스코, 

테크노-유토피아, 테크노정치』로 앤디 워홀 재단에서 후원하는 예술 저술 연구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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